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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된포기된포기된포기된 출원건의출원건의출원건의출원건의 재생재생재생재생(회복회복회복회복)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안내안내안내안내   
 특허및 디자인, 상표건이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이후 미국 특허청의 공식요청서 및 Office Action 등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종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출원인의 포기의사를 불문하고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특허출원건에 대하여 미국특허청에 청원서(Petition) 제출을 통해 포기로 간주된 출원건을 되살리는 제도가 있읍니다. 특허출원후 포기처리되는 사유로는 특허청의 Office 

Action 에 대한 답변서/보정서를 6 개월(기간연장 3 개월 포함)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발명선택(한정)요구서(Election/Restriction Requirements)에 대한 답변서를 6 개월(기간연장 5 개월 포함)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허락된 특허의 등록료를 3 개월(기간연장 없음)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등이 있습니다.   

 만일 출원건의 포기가 불가피한(unavoidable) 사유 때문이라면 이에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Petition to 

Revive for Unavoidably Abandoned Application 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정되므로 청원서가 허락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출원건이 포기된 것이 출원인이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이(unintentionally) 포기처리된 경우라면 Petition 

to Revive for Unintentionally Abandoned Application 를 제출하여 포기처리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원서 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특허출원시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출원 관납료보다 약간 높으며, 제출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Office Action 에 대한 답변서/보정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포기된 경우에는, (1) 청원서 

(Petition), (2) 청원관납료(Petition fee), (3) 해당 Office Action 에 대한 답변서/보정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PCT 국제출원후 미국 국내단계 진입시한(최초 우선일로 부터 30 개월)을 넘겨 미국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미국특허청에 해당 청원서(Petition)을 제출하고 청원서(Petition), 청원관납료(Petition fee), 출원서류 및 출원료 납부를 통해 포기가 철회되고 정상적인 

PCT 미국 국내단계 진입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포기처리된지 12 개월이 경과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술서(statement)등이 필요하며, 복원후 특허등록되는 경우 포기된 기간만큼 특허수명(존속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포기처리된 건을 재생(회복)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지체없이 상기 재생절차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등록된 이후 특허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일로부터 3.5 년, 7.5 년 및 11.5 년차 의 

3 차례에 걸쳐 등록 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정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 종료(expired)된 특허의 경우, 그 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2 년이내에 비고의로(unintentionally) 종료된 특허의 회복을 요청하는 청원서(Petition to reinstate unintentionally expired patent)를 제출하여 종료된 특허를 되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1) 해당 미납된 등록유지료, (2) 청원관납료 및 (3) 청원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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